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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조기(Stage I,II) 구강 편평세포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효용성 

 

두경부의 편평 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SCC) 환자의 예후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부 림프절 전이(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의 유무이다.  

  1906년 Crile이 두경부 암 환자의 광범위 절제술(Wide excision)을 시행하며 

경부 청소술(Neck dissection)을 동시에 시행한 것을 보고한 이후 Martin에 

이르기까지 근치적 경부 청소술(Radical neck dissection, RND)은 두경부 암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경부 림프절의 치료법은 더욱 발전되고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를 갖는 환자의 암종 

제거시 예방적 경부 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 END)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고 세심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 환자에서 잠재 

전이(Occult metasta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 20~40%로 보고되고 있으며 경부 

청소술을 시행할 경우 어깨 기능의 저하, 심미적인 문제, 추가된 술식으로 인한 

사망률(Morbidity) 증가 등 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본원에서 수술을 받은 임상적 N0(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인 조기 구강 편평 

상피암 환자 79명 중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51명의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시행한 28명의 환자군의 예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후 확인한 잠재 전이율은 19.6%였으며 구강설(Oral 

tongue)의 경우 30.8%(T1 16.7%, T2 42.9%)에서 잠재전이를 보였다.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경부 무재발 생존율(Regional recurrence-



 

vi 

free survival)의 4가지 생존분석중 T1 환자군의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에서만 예방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관찰을 한 

환자군과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P=0.022)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5년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77.9%, 81.7%였으며, 5년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 survival)은 74.4%, 60.6% 였다.   

술 후 5년 이후에 질병이 나타난 경우는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33.3%,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27.8%로 나타났으며 술 후 5년 이후에도 

재발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을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구강암의 진단 방법 및 치료 개념을 통해 

임상적 N0 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의 치료하였을 때 만족할만한 치료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환자의 예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수술 

전 CT/MRI와 더불어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시 

충분한 안전변연(Safety margin)을 형성하고 동결절편검사(Frozen biopsy를 통하여 

정확한 변연(Margin)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후 3년, 5년 이후에도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환자에게 교육하고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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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구강 편평 세포 암종, 예방적 경부 청소술, 잠재전이,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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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Stage I,II) 구강 편평세포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효용성 

 

< 지도교수 : 차 인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바  다 

 

Ⅰ. 서  론 

 

    두경부의 편평 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SCC) 환자의 예후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부 림프절 전이(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의 

유무이다. 술 전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진단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80% 이지만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약 50%로 낮아지게 

된다.(Jastin P. Shah, 2003) 

    1906년 Crile(Crile, 1906)이 두경부 암 환자의 광범위 절제술(Wide excision)을 

시행하며 경부 청소술(Neck dissection)을 동시에 시행한 것을 보고한 이후 

Martin(Martin et al., 1951)에 이르기가지 근치적 경부 청소술(Radical neck 

dissection, RND)은 두경부 암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경부 

림프절의 치료법은 더욱 발전되고 세분화 되었다. 

    초기 임상 검사상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 암(Early squamous cell carcinoma)의 잠재전이(Occult metastasis) 

발생률은 약 20~42%로 많은 선학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Dias et 

al., 2001; Fu et al., 1976; Ho et al., 1992; Hosal et al., 2000; Johnson et al., 1980; 

Kowalski and Medina, 1998; Lee and Litton, 1972; Spiro and Strong, 1974; 

Teichgraeber and Clairmont, 1984; Whitehurst and Droulias, 1977; Yuen et al., 

1997). 구강 편평 세포 암의 잠재 전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잠재 전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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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치료율(Salvage rate)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이더라도 많은 술자들이 예방적 경부 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Capote et al., 2007; Dias et al., 2001; Duvvuri 

et al., 2004; Jesse and Fletcher, 1977; Kligerman et al., 1994; Lydiatt et al., 

1993; Yuen et al., 1997). 

    1990년 Shah(Shah, 1990)가 상부기관식도점막(Upper aerodigestive tract)의 

경부 림프절 전이(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패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에 

따라  임상적으로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인 조기 구강암의 경우 

Level I, II, III만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선택적 경부 청소술(Selective neck 

dissection, SND)의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Yuen et al(Yuen et al., 1997), 

Horsal et al(Hosal et al., 2000) 등에 의해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 환자의 경우 선택적 경부 청소술(SND)만을 시행해도 치료 효과가 

충분하며 근치적 경부 청소술(RND)과 비교하여도 예후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 환자의 암종 제거시 

동시에 예방적 경부 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 END)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고 세심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 환자에서 잠재 

전이(Occult metastasis)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며 경부 

청소술을 시행할 경우 어깨 기능의 저하, 심미적인 문제, 추가된 술식으로 인한 

사망률(Morbidity) 증가 등 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Fakih, Rao, Borges, et 

al., 1989; Fakih, Rao, and Patel, 1989; Pimenta-Amaral et al., 2004; Yuen et al.,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적 N0(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인 조기 구강 편평 

상피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예후를 비교하여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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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구강암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조직검사 결과 구강 편평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진단되고, 임상적으로 경부에 만져지는 림프절이 

없고,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ic Scanning,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경부 초음파 검사(Sonography) 등의 검사에서도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판단된 환자 중에서 Clinical T1, T2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추적조사하였다. 

재발암, 2차 원발암, 타 장기로부터 전이된 암증례, 수술을 받지 않은 증례는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는 원발 병소를 제거하였으며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에 대해서는 수술시 예방적 경부 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을 시행하거나, 원발 병소만 제거 후 경과관찰(Observation)을 하기로 

하였다. 119명의 환자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40명의 환자가 3년 미만의 

경과 관찰을 시행하여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79명의 환자 중 28명의 환자가 

원발 병소 제거만 시행하고 경부 림프절은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으며(Observation 

군) 51명의 환자가 원발 병소 제거와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Elective 

neck dissection 군).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치료계획 수립 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시행 여부의 결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구강암의 진단 방법 및 치료 개념을 

바탕으로 병소의 크기가 T2인 경우, 임상적 N0 경부 이지만 경부 전이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 예방적 경부청소술이 시행되었다. 환자 요약은 Table 1 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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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수술을 받은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와 환자의 성별, 

흡연유무, T stage, 나이, 원발 병소의 위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에 따른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 survival),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경부 무재발 

생존율(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에 대한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Kaplan-Meier method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계산했으며 생존율간의 비교는 log 

rank 법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95%로 검정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잠재적 경부전이(Occult metastasis)는 임상적으로 경부전이가 없다고 

진단되었으나 경부청소술 후 조직검사결과 경부전이가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국소 재발(Local recurrence)은 원발부위와 원발부위 주변에 재발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경부 림프절 재발(Regional recurrence)은 동측 경부 림프절에 재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수술로 제거된 

조직편을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Hematoxylin-Eosin staining)하여 판독 후 

보고된 결과이다.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ssion on Cancer의 2010년 제7판 Cancer 

staging manual의 tumor-node-metastases(TNM)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다. 

경부청소술은 미국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회의 1991년 경부청소술의 분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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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환자 분석 (Patient analysis) 

 

환자의 연령은 19세에서 86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6±14세, 

중위수는 59세 였다. 남녀 성비는 1.7:1로 남자 50명, 여자 29명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79명의 환자중 51명(64.6%)의 환자에서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28명(35.4%)의 환자는 광범위 절제술만을 

시행하였다.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와 환자의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T 

stage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06). 39명의 T2 환자중 31명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였으며 8명은 경과관찰을 시행하여 T stage가 경부청소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요소들과 경부 청소술 

시행여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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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Cohort. 

OBS = observation ; END = elective neck dissection 

 No. in Group(%)  

P value 
OBS END Total 

No. of evaluable patients  28 51 79  

Gender    0.725 

  Male 17(60.7%) 33(64.7%) 50  

  Female 11(39.3%) 18(35.3%) 29  

Smoking    0.202 

  Non-smoker 20(71.4%) 29(56.9%) 49  

  Smoker 8(28.6%) 22(43.1%) 30  

T Stage    0.006 

  I 20(71.4%) 20(39.2%) 40  

  II 8(28.6%) 31(60.8%) 39  

Age(y)     

  Mean (SD) 56(14)    

  Median (range) 59(19-86)   0.699 

  < 59 13(46.4%) 26(51%)  39  

  59 ≤ 15(53.6%) 25(49%) 40  

Site    0.258 

  Tongue 20(71.4%) 26(51%) 46  

  Floor of mouth 1(3.4%) 7(13.7%) 8  

  Retromolar triagone 1(3.4%) 4(7.8%) 5  

  Mandible gingival 1(3.4%) 5(9.8%) 6  

  Lip 1(3.4%) 0(0%) 1  

  Buccal cheek 4(14.9%) 9(1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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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관찰 군(Observation Group)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8.7±5.8년 이었으며 3년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86%, 5년 전체 생존률(Overall survival)은  81.7 % 였다. 

28명의 환자 중 7명(25%)이 사망하였으며 Stage I 환자군에서 3명, Stage II 

환자군에서 4명 사망하였다. Stage I 환자군 중 1명은 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 과거력이 있는 27세 남자로 혀에 발생한 암종 제거 후 6개월 뒤 경부 

전이가 확인되어 Level I, II, III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SND)을 시행한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2차 수술 8개월 뒤 원발 부위 및 경부 림프절에 또다시 재발 

되었다. 그 후 수술은 거부하였으며 2차 재발 확인 3개월 뒤 암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머지 사망한 6명의 발병시 평균 연령은 75.2세였다. 1명은 술 후 7개월 뒤 

간전이가 발생하였으며 전이 확인 5개월 뒤 사망하였다. 1명은 혀에 발생한 

편평세포암 제거 수술 후 2.3년이 경과한 뒤 원발 부위의 재발 소견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소견 보여 Hemi-glossectomy 및 변형 경부 청소술(MRND)을 시행하였으나 

2차 수술 후 11개월 뒤 다시 원발 부위에서 재발되어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다. 

1명은 혀에 발생한 편평세포암 제거 수술 후 7개월 뒤 경부 전이가 발생하여 선택적 

경부 청소술(SND)을 시행하였으나 2차 수술 후 3개월 뒤 폐의 원격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그 후 1달뒤에 사망하였다. 1명은 술 후 4년뒤 위암이 발생하여 

위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머지 2명은 타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술 후 재발 여부에 관련한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총 28명의 환자 중 

13명(46.4%)에서 재발하였으며 이중 5명이 사망하였고 4건이 구강암 원인의 

사망이었다. Stage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Stage I 환자군(20명)중 11명(55%)의 

환자에서 재발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6명은 국소 부위의 재발, 1명은 경부 림프절 

전이 발생, 2명은 원격 전이 발생, 1명은 국소 부위의 재발 및 경부 림프절 전이가 

동시에 발생, 1명은 국소 부위의 재발 및 원격 전이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국소 부위 

재발과 경부 림프절 재발이 동시에 발생한 환자 1명과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환자 1명이 재발된 암원인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환자들은 아직 생존중이다.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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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자군(8명)중 2명(25%)의 환자에서 재발소견이 나타났으며 경부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가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 2명의 환자 모두 전이된 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2) 예방적 경부 청소술 시행 군(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7.2±4.7년, 3년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84.7%, 5년 

생존률(Overall survival)은 77.9% 였다. 51명의 환자 중 12명(23.5%)이 사망하였으며 

발병시 평균 연령은 56세 였다. Stage I 환자군에서 3명이 사망하였으며 1명은 혀에 

발생한 편평 세포 암 제거 및 Level I, II, III, V 부위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 후 

6년뒤 국소 재발(Local recurrence) 및 원격 전이(Distant metastasis)가 발생하여 

1년 4개월 뒤 사망하였고 2명은 타원인에 의해 사망하였다. Stage II 환자군에서 

9명 사망하였으며 1명은 술 후 12일 뒤 arrest로 사망하였고, 1명은 17개월 뒤 

원발부위 재발하여 2차 수술 하였으나 9개월 뒤 또 재발하여 3차 수술 후 

RT하였으나 1년 2개월뒤 다시 재발하여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나 암원인 사망하였다. 

1명은 술 후 3.7개월 뒤 국소 재발되어 방사선 치료 중 암원인 사망하였다. 1명은 

술 후 41일 후 감염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1명은 경부 림프절 재발 후 암원인 

사망하였다. 1명은 국소 부위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시에 발생한 후 암원인 

사망하였다. 1명은 여러 부위에 골 전이(multiple bone metastasis)가 발생하여 

암원인 사망하였다. 나머지 2명은 타원인 사망하였다. 

술 후 재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총 51명의 환자 중 11명(21.6%)에서 

재발하였으며 이중 5명이 사망하였고 모두 구강암 원인의 사망이었다(Table 2.). 

Stage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Stage I 환자군(20명)중 4명(20%)의 환자에서 재발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국소 재발이 1명, 원격 전이가 2명, 국소 재발 및 원격 전이가 

동시에 1명에서 발생하였다. 이중 국소 재발 및 원격 전이가 동시에 일어난 환자는 

재발된 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Stage II 환자군(31명)중 7명(7.3%)의 환자에서 

재발소견을 보였으며 국소 재발이 3명, 경부 림프절 재발이 1명, 국소 재발과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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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 재발이 동시에 1명, 원격 전이가 2명에서  발생하였다. 이중 2명의 국소 

재발 환자, 1명의 국소 재발과 경부 림파절이 동시에 재발된 환자, 1명의 원격 

전이가 발생한 환자가 모두 재발된 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3) 잠재전이(Occult metastasis) 

 

51명의 경부청소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부 림프절을 조직검사한 결과 10명(19.6%)의 

환자에서 조직학적 양성(Positive neck node)이 관찰되었으며 그 부위는 

8명(15.1%)에서 level I, 2명(3.8%)에서 level IIb 였다. 이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명은 국소 부위 재발 및 원격 전이가 동시에 발생한 뒤 사망하였고 1명은 다발성 

골전이(Multiple bone metastasis)가 발생한 후 사망하였다. 



 

10 

Table 2. Recurrence site and their treatment result 

OBS = Observation; END = Elective neck dissection; OP = Operation;  

RT = Radiotherapy;  CTX = Chemotherapy;  No Tx = No treatment. 

  OBS  END 

Site of 

recurrence 
Stage Patient Treatment 

Success 

Salvage 
Stage Patient Treatment 

Success 

Salvage 

Local 

I 

6 6 OP  100%(6/6) 

I 

1 1 OP 100%(1/1) 

Local+node 1 1 OP+RT 0%(0/1) 0   

Local+distant 1 1 OP 100%(1/1) 1 No Tx 0%(0/1) 

Node 1 1 OP+RT 0%(0/1) 0   

Distant 2 
1 CTX 

 1 Refer 
50%(1/2) 2 

1 OP 

1 RT 
100%(2/2) 

  55%(11/20)  72.7%(8/11)  20%(4/20)  75%(3/4) 

Local 

II 

0   

II 

3 

1 OP 

 1 OP+RT  

1 RT 
33.3%(1/3) 

Local+node 0   1 CTX 0%(0/1) 

Node 1 1 OP 0%(0/1) 1 1 OP 100%(1/1) 

Distant 1 1 OP 0%(0/1) 2 
1 OP 

1 OP+CTX 
50%(1/2) 

  25%(2/8)  0%(0/2)  22.6%(7/31)  42.9%(3/7) 

Total  46.4%(13/28)  61.5%(8/13)  21.6%(11/51)  5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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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 분석 (Survival Analysis) 

 

(1)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1)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전체 환자의 평균 전체 생존시간(Mean overall survival time)은 16.9±1년 

(95% 신뢰구간, 14.9-18.9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5년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77.9%, 81.7%였으며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Fig. 1)(P=0.977). 

 

 

Fig. 1. Overall survival curves without stratification. Overall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P=0.977). 

 

P=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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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별 경부청소술 유무에 따른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평균 전체 생존시간(Mean overall survival time)은 Stage I 환자군에서  

18.9±1.2년(95% 신뢰구간, 16.6-21.2년), Stage II 환자군에서 10.9±1.1년 

(95% 신뢰구간, 8.7-13.1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Stage II 환자군(P=0.373)이 

Stage I 환자군(P=0.983)에 비해 컸으나 두 환자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Fig. 2) 

 

 

P=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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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survival curves stratified by stage. Overall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Stage I P=0.983, Stage II P=0.373). 

 

 

(2)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1)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전체 환자의 무질병 생존 시간의 중위수(Median disease-free survival 

time)는 10.3±1.5년(95% 신뢰구간, 7.3-13.3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5년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은 74.4%, 

60.6%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Fig. 3) (P=0.257). 

P=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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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ease free survival curves without stratification. Disease free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P=0.257). 

 

 

2) Stage 별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무질병 생존시간의 중위수(Mean disease-free survival time)는 Stage I 

환자군에서 9.4±1.2년(95% 신뢰구간, 7-11.9년), Stage II 환자군에서 15.5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의 차이는 Stage I 환자군(P=0.168)이 Stage II 환자군(P=0.589)으로 두 

환자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Fig. 4).  

P=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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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ease free survival curves stratified by stage. Disease free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Stage I P=0.168, Stage II P=0.589). 

 

P=0.168 

P=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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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1)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전체 환자의 국소 무재발 생존시간의 중위수(Median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time)는 15.5±4.4년(95% 신뢰구간, 6.8-24.2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Fig. 

5) (log-rank test, P=0.056). 

 

 

Fig 5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curves without stratification.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P=0.056). 

 

 

P=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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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별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평균 국소 무재발 생존 시간(Mean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은 Stage I 

환자군에서 14.9±1.6년(95% 신뢰구간, 11.9-18년), Stage II 환자군에서 

10.6±1.1년(95% 신뢰구간, 8.4-12.9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의 

차이는 Stage I 환자군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P=0.022) Stage II 환자군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369)(Fig. 6).  

 

 

P=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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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curves stratified by stage.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Stage I P=0.022, Stage II 

P=0.369). 

 

 

(4)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1)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 (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전체 환자의 평균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 시간(Mean 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은 16.9년±1.4(95% 신뢰구간, 14.9-18.9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Fig. 7) (log-rank test, P=0.968).  

P=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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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curves without stratification.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P=0.968).  

 

 

2) Stage별 경부 청소술 유무에 따른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평균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Mean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은 

Stage I 환자군에서 19.4±1.1년(95% 신뢰구간, 17.3-21.5년), Stage II 환자군에서 

10.3±1.1년(95% 신뢰구간, 8.1-12.5년)이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경부 림프절 무전이 생존율(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의 차이는 Stage I 환자군(P=0.619)이 Stage II 환자군(P=0.499)으로 두 

환자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Fig. 8).  

P=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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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curves without stratification.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ective neck 

dissection(END) and observation(OBS) groups (Stage I P=0.619, Stage II 

P=0.499). 

P=0.619 

P=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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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구강 편평 세포 암 환자에서 경부 림프절의 전이 유무는 환자의 예후 예측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Shah는 전이 여부에 따른 두경부 편평 세포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 하였을 때 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없는 국소화된 암의 경우 약 8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 경우 약 40%,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약 20%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경부 림프절의 전이를 야기할 수 

있는 예측 인자(Predictive factor)로는 발생 부위, 크기, 전·후방적인 위치 관계 

등을 들수 있는데 두경부 영역에서는 입술, 혀, 잇몸, 구강저, 구인두로 갈수록 경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Jastin P. Shah, 2003). Pimenta- 

Amaral 등(Pimenta-Amaral et al., 2004)은 혀, 구강저에 발생한 편평세포 

암종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경부 림프절 전이에 영향을 끼지는 요소는 근육내 

침투(Muscular infiltration), 혈관의 색전(Vascular embolization),  결합조직 

형성(Desmoplastic reaction), 조직학적 분화도(Histologic differentiation)라고 

보고하였다.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는 Fisch(U, 1966)의 

microinjection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일정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된다고 

밝혀졌으며 Shah(Shah, 1990)의 연구를 통하여 구강암의 경우 Level I, II, III에서 

호발하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경우에 Level IV, V에서 잠재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강 편평 세포 암환자의 

예방적 경부 청소술시 Level I, II, III의 경부 림프절만 제거하는 선택적 경부 

청소술의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 가능한 Pattern과 다르게 

도약전이(Skip metastasis)가 나타날 수 있음이 알려졌고 Byers등(Byers et al., 

1997)은 혀에 발생한 편평상피암의 경우 15.8%에서 도약전이(Skip metastasis)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51명의 환자 

중 2명(3.9%)에서 Level I의 전이 없는 Level IIb단독의 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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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전 임상 검사에서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 암의 잠재전이 발생률은 약 20~42%로 Spiro and Strong(Spiro 

and Strong, 1973, 1974), Lee and Litton(Lee and Litton, 1972), Fu et al(Fu et 

al., 1976), Whitegurst and Droulias(Whitehurst and Droulias, 1977), Johoson et 

al(Johnson et al., 1980), Teichgraeber and Clairmont(Teichgraeber and 

Clairmont, 1984), Ho et al(Ho et al., 1992), Yuen et al(Yuen et al., 1997), 

Fernando et al(Dias et al., 2001), Hosal et al(Hosal et al., 2000) 등 많은 

선학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51명의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중 10명(19.6%)에서 조직학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Stage I 환자군 중 2명, Stage II 환자군 중 

8명에서 나타났으며 원발 병소 부위는 Stage I 환자 2명 모두 구강설(Oral tongue), 

Stage II 환자는 구강설(Oral tongue) 6명, 하악 치은(Mandible gingival) 2명, 

구강저(Floor of mouth) 1명, 후구삼각(Retromolar trigone) 1명 이었다(Table 3.).    

 

Table 3. Studies of occult metastases in oral cavity 

 Occult neck metastasis (%) 

Author (No. of patients) Date Site T1 T2 T1+T2 

Spiro and Strong (100) 1971-4 Tongue 29.4 42.9 - 

Lee and Litton (108) 1972 Tongue 24 22 - 

Fu et al (153) 1976 FOM 20 21 - 

Whitehurst and Droulias (150) 1977 Tongue 24 57 33 

Johnson et al (40) 1980 Tongue 36 - - 

Teichgraeber and Clairmont 

(113) 
1984 

Tongue 

FOM 

33 

38 

37 

25 
35 

Ho et al (28) 1992 Tongue 46 36 42 

Yuen et al (50) 1999 Tongue 21 45 36 

This study (79) 2012 Oral cavity 10 25.8 19.6 

  Tongue 16.7 42.9 30.8 

  Other site 0 1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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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발 부위를 포함한 잠재 전이율은 19.6%로 선행 연구들 중에서도 

낮은편에 속하지만 원발 부위를 구강설(Oral tongue)로 한정하였을 때 T1 에서 

16.7%, T2 에서 42.9%, T1/T2를 합하면 30.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T2의 

42.9%에서 잠재전이(Occult metastasis)를 보인다는것은 T2의 경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ode)이더라도 약 20% 이상에서 

잠재 전이(Occult metastasis)가 보고되는 것은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른 근거로는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면 조직학적으로 정확한 

Staging이 가능하고, Extracapsular node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술 후 

방사선 치료 시행 여부 등의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한 뒤 경부 림프절 재발이 발생하여 치료적 경부 청소술(Therapeutic neck 

dissection)을 시행할 경우 치료율(Salvage rate)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Duvvuri et al., 2004) (Capote et al., 2007; Kligerman et al., 1994)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Duvvuri등(Duvvuri 

et al., 2004)은 359명의 구강, 구인두 경부 편평세포 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이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하여 경부 림프절 전이율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P<0.0001),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P=0.0386)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좋지만 국소 무재발 생존율(Local 

recurrence-free survival)(P=0.6242)과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P=0.9287)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Kligerman등(Kligerman et al., 1994)은 전향적 무작위(Prospective 

randomized) 연구를 통해 67명의 혀에 발생한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암종 제거시 경부 청소술을 함께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경부 

림프절 재발율(Regional recurrence rates)(P=0.05), 3년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survival)(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좋은 예후를 보고하였으며 

임상적 N0 경부의 경우 20%에서 술 후 조직학적 양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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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잠재 경부 전이(Occult neck metastasis)와 가장 연관있는 인자는 4mm 

이상의 tumor thickness 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고 하였다(P=0.11). 

Yuen 등(Yuen et al., 1997)은 63명의 혀에 발생한 조기 구강 편평 세포 암 

환자에서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의 예후를 비교한 결과 5년 

무질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rate)(P=0.01)과 경부 림프절 무재발 

생존율(Regional recurrence rate)(P=0.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며 임상적 N0 경부의 경우 73%에서 술 후 조직학적 양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apote등(Capote et al., 2007)은 154명의 구강 편평 세포 암 환자에서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경부 림프절 재발율(Regional recurrence 

rates)(P=0.001)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원인 특이 생존율(Cause-specific 

survival)의 경우에는 Stage II 환자군 에서는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증가하지만(P=0.01) Stage I 환자군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P=0.17). 또한 경부 무재발 생존율(Regional 

disease-free survival)과 원인 특이 생존율(Cause-specific survival)에 대한 

성별, 조직학적 등급, tumor thickness, 경부 청소술 유무 등의 요인과 연관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경부 청소술 유무만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0.005). 

    Dias등(Dias et al., 2001)은 49명의 Stage I 구강 편평 세포 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 관찰을 시행한 군을 비교한 결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부 림프절 

재발율(Regional recurrence rates)을 감소시키며(P=0.05)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 중 20.8%에서 경부 림프절의 잠재 전이를 확인하였고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경우 암종이 더 

공격적인 경향(Aggressive)이 있고 치료율(Salvage rates)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적 경부 청소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여 임상적 N0 경부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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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는 잠재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약 70%의 환자들은 과도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수술로 인한 경비 증가, 사망률, 술 후 부작용의 증가, 경부 

청소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깨의 통증, 어깨 기능의 저하, 심미적인 문제, 등이 

있다.(Fakih, Rao, Borges, et al., 1989; Pimenta-Amaral et al., 2004; 

Vandenbrouck et al., 1980; Yuen et al., 2009) 

예방적 경부 청소술 보다는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을 주장한 학자들을 

살펴보견 Fakih 등(Fakih, Rao, Borges, et al., 1989; Fakih, Rao, and Patel, 

1989)은 전향적 무작위(Prospective randomized) 연구에서 70명의 혀에 발생한 

조기 편평 세포 암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근치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예후를 비교한 결과 경부 림프절 

재발율(Node recurrence rates), 재발시  치료율(Salvage rates), 림프절 연관 

사망률(Node-related mortality)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근치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Vandenbrouck 등(Vandenbrouck et al., 1980)은 전향적 무작위(Prospective 

randomized) 연구를 통해 72명의 T1-3N0M0인 구강내 점액표피양암종(Epidermoid 

carcinoma) 환자의 수술시 예방적으로 근치적 경부청소술(RND)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예후를 비교하였지만 경부 림프절 

전이율(Node recurrence rates), 재발시 치료율(salvage rate), 림프절 연관 

사망률(Node-related mortality)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근치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Yuen 등(Yuen et al., 2009)은 2009년 71명의 혀에 발생한 조기 구강 편평 세포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Prospective randomized)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한 

환자군에서 5년 질병 특이 생존율(Disease-specific survival rates)이 89%, 

87%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log rank test, P=0.89). 또한 경부 

림프절 전이율(Node recurrence rates)은 경과 관찰을 시행한 군(31%)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았으나(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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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이후 시행한 수술에서 모두 100%의 성공율(Salvage success rates)을 보여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시행한다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하여 

이전에 발표한 본인의 후향적 연구(Yuen et al., 1997)결론을 뒤집었다. 다만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 

모두 술 후 첫 1년째는 1달 주기, 2년째는 2달 주기, 3년째는 3달 주기로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able 1.의 결과에서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와 환자의 성별, 흡연유무, T stage, 

나이, 원발 병소의 위치, 술 후 방사선치료 여부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T 

stage(P=0.006), 술 후 방사선 치료 여부(P=0.01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를통해 술자가 예방적 경부 청소술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T 

stage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존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함과는 별도로 Stage I, Stage 

II 를 구분지어 각각의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술 후 방사선 치료 여부와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후 잠재 

전이를 발견한 10명의 환자 중 7명이 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높이는데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재발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경부 림프절 전이는 경과 관찰을한 

환자군에서 7%,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2%로 나타났으며 두 

환자군 모두 이전의 연구들에 비하여 모두 낮았으나 특히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매우 낮은 재발율을 보였다(Capote et al., 2007; Dias et al., 2001; 

Kligerman et al., 1994; Yuen et al., 2009; Yuen et al., 1997). 이를통해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환자들이 매우 조기에 진단되었고 임상적 N0 경부에 대한 

진단이 정확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Table4.).   

하지만 국소재발율(Local recurrence rate)의 경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은 7.8%로 다른 연구와 비슷한 반면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은 

21.4%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경과 관찰을 시행한 뒤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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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한 6명의 환자 모두 T1 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재발된 암의 수술적 치료에 

성공하여 현재 생존중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된 원인으로 병소의 크기가 작아 

수술 시 안전변연(Safety margin)을 충분히 형성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절제된 암종의 조직 슬라이드를 확인해본 결과 6명의 환자중 1명은 

positive margin 이었고 3 명의 margin에서 각각 severe, moderate, mild epithelial 

dysplasia가 관찰되었다. 1명은 negative margin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leukoplakia가 관찰되어 경과 관찰하던 중 재발하였으며 1명은 첫번째 수술시 

조직검사에서 margin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6명의 환자중 1명만 

동결절편검사(Frozen biopsy)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환자는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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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 observation ; END = elective neck dissection 

Table 4. Studies of recurrence of elective neck dissection versus observat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BS END 

Site of recurrence 

Autuor Tumor stage and 

subsites 

Local Node Node related 

mortality 

Local Regional Node related 

mortality 

Yuen et al 1997 T1-2, Tongue 13%(4/30) 47%,(14/30) 23%(7/30) 3%(1/33) 9%(3/33) 3%(1/33) 

Yuen et al 2009 T1-2, Tongue 6%(2/35) 31%(11/35) 0%(0/35) 11%(4/36) 6%(2/36) 0%(0/36) 

Kligerman et al T1-2, Tongue,  FOM 3%(1/33) 33%(11/33)  12%(4/34) 12%(4/34)  

Capote et al T1-2 Oral cavity 25.4%(17/67) 26.8%((18/67) 18%(12/67) 9.2%(8/87) 8%(7/87) 5.7%(5/87) 

Dias et al T1-2 Tongue,  FOM 0% 24%(6/25) 16%(4/25) 4%(1/24) 4%(1/24)  4%(1/24) 

This study T1-2 Oral cavity 21.4%(6/28) 7%(2/28) 7%(2/28) 7.8%(4/51) 2%(1/5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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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경부 청소술(END)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 관찰(OBS)을 한 환자군의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3년 84.7%:86%, 5년 77.9%: 81.7%로 기존 

연구(Dias et al., 2001; Duvvuri et al., 2004)와 유사했으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의 생존율의 차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P=0.977).  Stage I, II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에 따른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을 구한 경우에 Stage I에서는 P=0.983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Stage II 에서도 P=0.373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Stage 

II의 경우 60개월 이후 두 환자군의 생존율의 차이가 커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환자의 수가 부족한것에서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END)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 관찰(OBS)을 한 환자군의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survival)은 3년 76.7% : 78.9%, 5년 74.4% : 

60.6%로 나타났으며 수술법의 차이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P=0.257). 또한 Stage I, II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경부 청소술 시행 여부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survival)을 구한 경우에 Stage I에서 P=0.168, 

Stage II 에서 P=0.589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Stage I 환자군에서 P 

value가 더 적은 것은 Table 2.에 기술하였듯 Stage I 환자군의 재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무질병 생존율은 기존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과 

관찰을 한 환자군의 5년 무질병 생존율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Table 5.). 이러한 

원인으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3-5년 사이에 4명에서 

질병이 나타난 것을 들 수있다. 이 환자들 중 1명은 술 후 37개월 뒤 국소부위 

재발하여 암종 제거술과 선택적 경부 청소술(SND level I)을 시행하였으며 1명은 술 

후 58개월 뒤 국소 부위 재발이 되어 재발된 암종을 제거 하였으나 그 후 6년뒤 

동일부위에서 다시 재발하여 수술하였다. 1명은 50개월 뒤 반대측 하악 치은에 

Second-primary scc가 발생하여 제거하였다, 1명은 50 개월 뒤 위암이 

발생하였으며 위암 수술 후 1년뒤 사망하였다. 위암으로 사망한 환자 외 3명은 현재 

생존중이다.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발생한 18명의 환자 중 

6명(33.3%)에서 술 후 3년 이후 질병이 나타났으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30 

않고 경과 관찰 하던중 질병이 발생한 15명의 환자 중 9명(60%)에서 3년 이후 

질병이 나타났다. 5년 이후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 중 5명(27.8%), 경과관찰을 시행한 환자군 중 5명(33.3%)이었다. 술 후 

재발이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호발한다는 기존의 연구(Capote et al., 2007; Dias 

et al., 2001)와는 다르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3년 이후에도 재발 소견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무질병 생존율(Disease free-survival rate)은 

다른 연구에 비해 떨어지나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비슷한 것은 본원에서 

3년 이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잘 시행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였고, 

환자에게 3년 이후라도 증상 발현시 바로 내원할것을 잘 교육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able 5. Studies of disease free-survival of elective neck dissection versus observat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3 years disease free 

survival 

5 years disease free 

survival 

Autuor Tumor stage and subsites END OBS END OBS 

Yuen et al 1997 T1-2, Tongue   86% 55% 

Yuen et al 2009 T1-2, Tongue   89% 87% 

Kligerman et al T1-2, Tongue,  FOM 72% 49%   

Capote et al T1-2 Oral cavity   92.5% 71.2% 

Dias et al T1-2 Tongue,  FOM 97% 74%   

This study T1-2 Oral cavity 76.7% 78.9% 74.4% 60.6% 

END = Elective neck dissection; OBS = Observation  

 

본 연구에서 시행한 4가지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에서 모두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관찰을 한 환자군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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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Stage별로 나누어 4가지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Stage I 환자군의 

국소적 무재발 생존율(P=0.022)만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경과관찰을 한 환자군간의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22).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Capote et al., 2007; Dias et al., 2001; Kligerman et al., 1994; Yuen 

et al., 1997)에서 대부분 경부 림프절 무재발 생존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기술한 본 연구에서의 재발 경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Table 6.). 

 

Table 6. Studies of survival analysis of elective neck dissection versus observat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Autuor Tumor stage and subsites Statistical significant analysis 

Yuen et al 1997 T1-2, Tongue 
Disease-free survival(P=0.01)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P=0.009) 

Yuen et al 2009 T1-2, Tongue No significant 

Kligerman et al T1-2, Tongue,  FOM 
Disease-free survival(P=0.05)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P=0.05) 

Capote et al T1-2 Oral cavity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P=0.001) 

Cause-specific survival of stage II(P=0.01) 

Dias et al T1-2 Tongue,  FOM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P=0.05) 

This study T1-2 Oral cavity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Stage I)(P=0.022) 

 

본 연구는 전향적 무작위(Prospective randomized)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구강암의 진단 방법 

및 치료 개념에 따라 술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Table 1.에서 기술하였듯이 Stage 

II 환자 39명 중 31명(81.6%)이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것이 그 증거 이다. 

원발 병소의 크기가 클수록 암종 제거 후 재건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가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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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시 경부를 통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재건과 동시에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기가 

수월한 점 역시 Stage II 환자군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이 더 많이 시행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시행된 대부분의 연구가 혀와 구강저에 국한된 반면, 본 연구는 상악을 

제외한 구강 편평 세포암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중 혀와 구강저의 비율은 68.4% 

이다.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경부 림프절 전이율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부 림프절 재발율, 경부 림프절의 잠재 전이율을 이전의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 N0 경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임상적 N0 경부를 

진단함에 있어서 촉진을 시행한 의사가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지 않았으며 영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방법이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적 N0 경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은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의 평가에 있어 매우 

유용하며 본원 환자를 대상으로 최 등(최은주, 2007)이 시행한 연구에서도 민감도 

72.7%, 특이도 78.3%로 53~61.5%를 보이는 컴퓨터 단층 촬영(CT)/자기 공명 

영상(MRI)에 비하여 높은 유용성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79명중 

20명(25.3%)의 환자에서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PET)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중 2003년 10월에 수술한 환자부터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이 술전에 시행되었으며 Stage I 환자의 경우 전체 28명 중 3명(10.7%), 2003년 

10월 이후에 수술한 10명의 환자 중 3명(30%)에서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이 술전에 시행되었다. Stage II 환자의 경우 전체 51명중 17명(33.3%), 2003년 

10월 이후에 수술한 26명의 환자 중 17명(65.4%)에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가 

술전에 시행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않은 59명의 환자 중 

22명(37.3%)에서 재발 소견을 보인 반면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20명의 환자 중 4명(20%)에서 재발 소견을 보였다. 이중 2명은 국소 재발 후 

암원인 사망하였고 1명은 감염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1명은 경부 림프절 재발 하여 

수술한 뒤 양호한 경과 보이고 있다.  



 

33 

경과관찰을 한 환자군에서 국소 재발한 6명의 환자 중 2명(33.3%)에서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모두 시행되지 않았다. 이경우 매우 초기 

단계로 판단되어 영상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영상검사가 

선행되었다면 적절한 변연(Margin)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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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3년, 5년 전체 생존율은 86%, 81.7%,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의 3년, 5년 전체 생존율은 84.7%, 

77.9%이다. 

 

2.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후 확인한 잠재 전이율은 19.6%이다. 구강설(Oral tongue)의 경우 Stage I 은 

6.7%, Stage II는 42.9%, 총 30.8%에서 잠재전이를 보였다. 

 

3.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의 3년, 5년 무질병 생존율은 78.9%, 60.6%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의 3년, 5년 무질병 

생존율은 76.7%, 74.4%이다. 

 

4.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 국소 재발율은 21.4%, 경부 림프절 전이율은 7%,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의 국소 재발율은 7.8%, 

경부 림프절 재발율은 2%이다. 

 

5.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과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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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 환자군은 국소 무재발 생존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2) 

 

6. 임상적 N0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에서 술 후 발생한 질병이 3년, 5년 

이후에 나타난 경우가,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 후 경과 관찰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60%, 33.3%, 광범위 절제술과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33.3%, 27.8%로 술 후 3년, 5년 이후에도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구강암의 진단 방법 및 치료 개념을 

통해 임상적 N0 경부인 조기 구강 편평 세포암 환자의 치료하였을 때 만족할만한 

치료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자의 예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수술 전 

CT/MRI와 더불어 양전자단층촬영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시 충분한 

안전변연(Safety margin)을 형성하고 동결절편검사(Frozen biopsy)를 통하여 정확한 

변연(Margin)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후 3년, 5년 이후에도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환자에게 교육하고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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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elective neck dissection of  

early(stage I, II)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Bad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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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fessor In Ho Cha, D.D.S., M.S.D., Ph.D.) 

 

The most important prognosis factor for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involvement of cervical lymphnode metastasis. 

From 1906, when Crile reported of performing neck dissection 

simultaneously with wide excis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to Martin, 

radical neck dissection has taken place as a routine treatment. Since then, 

treatment methods of neck dissection have been developed and subdivided.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elective neck dissection on patients with 

clinically negative node early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yet remains 

controversial. This is because the occult metastasis rate of clinically negative 

neck node is about 20~40% and because neck dissection can cause complications 

such as loss of shoulder function, esthetic problems, and increase in morbidity. 

To evaluate the results of elective neck dissection and observation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clinical stage I, II squamous cell carcinoma of oral cavity, 

and to suggest proper treatment methods, the author compared progn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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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51 elective neck dissection patients and 28 observation patients.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The occult metastasis rate of the 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was 19.6%. 

In particular, the oral tongue had 16.7% occult metastasis rates for T1, and 42.9% 

for T2, making the total occult metastasis rate 30.8%. 

Of the stage I patients, the 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had a higher local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P=0.022) compared to that of the observation group. 

However, other survival rates(overall survival, disease-free survival, local 

recurrence-free survival, regional recurrence-free surviva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5-year overall survival rate of the 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was 77.9% and the observation group was 81.7%. The 5-year disease-free 

survival rate of the 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was 77.4% and the observation 

group was 60.6%.  

The occurrence rates of disease 5 years after surgery was 33.3% for the 

observation group, and 27.8% for the elective neck dissection group. The author 

found that close follow-up 5 years after surgery is very important.   

It can be concluded that, operating on clinically negative node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patients with known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s, 

produces satisfactory results of treatment.Making exact diagnosis using CT/MRI 

and PET-CT for even small-sized lesions; having a proper safety margin for 

surgery; creating accurate margin through frozen biopsy; and conducting 

intensive long-term follow-up and education to patients even after 3, 5 years are 

very important to improve prognosis. 

 

 

Key words :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elective neck dissection, occult metastasis, 

survival analysis 


